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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갈등문화에 대한 소통방식 연구

:SNS 메시지 구체성을 중심으로

Study on Crisis Conflict Culture Communication  
: Focusing on Information Specificity in SNS

이효범*, 김정규**

Li, Xiao-Fan*, Kim, Jung Kyu**

요 약 모바일과 인터넷의 발전을 바탕으로 등장한 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으로 위기갈등 문화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기갈등 커뮤니케이션의 전략과 메시지의 구체성 수준 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기관리 메시지 집행에 공헌하고자 목적되었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위기를 맞은

기업의 수용하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방어적 전략보다 높은 수준의 진실성, 신뢰성, 적절성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효과는 메시지의 구체성(높은 구체성 vs. 낮은 구체성)에 따라 매개되었다. 상술하면 위기관리 메시

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및 정보추구 행동의도는 수용하기 방식과 높은 구체성이 혼합되어 사용될 때 가장 호의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낮은 효과는 방어하기 전략과 높은 구체성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및 조직의 위기관리 실무자에 대한 조언과 해석에 사용된 이론적 논의를 본문 중에 기술하였다.

주요어 : 위기,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구체성, 홍보

Abstract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NS in Mobile and Internet, crisis managemen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issue that determines the rise and fall of business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mor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crisis management message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ategy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specificity of the message. The study found that consumers 
evaluated the crisis-hit company's acceptance communication strategy to show a higher level of integrity, 
reliability and appropriateness than the defensive strategy. However, this main effect is mediated by the 
specificity (high specificity vs. low). Specifically, consumers' assessment of crisis management message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r were found to be most favorable when used in a mixture of acceptance strategies 
and high specificity. Conversely, the lowest effect was the combination of defense strategy and high specific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is described for crisis management practitioners of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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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망을 바탕으로 등장한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의 보급은 사회적 소통방식에 변화

를 가져왔으며, 이에 기인하여 우리들 삶의 모습은 다

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은 이런 SNS의 등

장으로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큰 이익을 창출하는 수혜

를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정적 정보의 확산으로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특히, SNS 미디어 소통환경

에서는 작은 위기도 순식간에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

각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에 따라 기업의 위기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1].

이러한 배경에서 SNS 시대에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

에 따른 그 속성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소

통 전략들을 신속히 집행하여야하는 필요성이 있다[2].

특히 홍보(Public Relations)분야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 뿐 아니라, 정부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위기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위기관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수용하기와 방어하기)로 제시되고 있다. 수용

하기 전략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약속하거나, 재발방지

를 약속, 혹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

하기 등이며, 반면 방어하기 전략은 위기의 책임을 다

른 사람 혹은 다른 조직에게 전가하기, 자신 역시 피해

자임을 강조하기 등이 있다. 국내 대다수의 연구들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대체로 조직의 책임

성이 높을수록 수용적 전략이 방어 전략보다 효과적이

라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3, 4, 5].

그러나 이러한 위기관리 연구들이 기업의 다양한 위

기와 대응전략에 대한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기여에

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족함은 위기관리 메시지가 공중

들과 만나는 접점에 대한 부분이다. SNS를 통해 위기

관리 메시지가 소비자들과 만나는 부분, 즉 메시지 표

현전략에 대한 연구를 본 연구에서는 실증하려 한다.

광고 문헌들에서 광고 메시지가 얼마나 구체성을 가

지고 있는가에 따라 광고에 대한 태도, 구매의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논의들이 있다[6]. 하지만 SNS에서

노출되어지는 위기관리 메시지의 구체성에 대한 연구

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메시지의 구체성을 독

립변수로 설정하여 그 효과의 관계를 논의하려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위기(Crisis)는 기업 및 조직의 일상적인 업무를 힘

들게 하며, 미래 활동에 위협을 주며, 주요 소비자 및

공중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을 통틀어

정의될 수 있다[7]. 위기관리 연구자들은 조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종류를 찾아내고 유형 별로 적

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찾아내고자 했다. 대표적으

로 Coombs(2006)는 기업의 책임성을 기준으로 위기를

유형화하고, 각 위기에 따라 적합한 위기 커뮤니케이션

을 제안하며 상황위기 커뮤니케이션 이론(Situational

Crisis Communication Theory)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이

론에 따르면 상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커뮤니

케이션 방식을 소개하고 있으나, 가장 대표하는 방식은

방어하기(defensive strategy)방식과 수용하기(acceptive

strategy)방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8].

위기관리 전략을 고려하여 실무자들이 작성하는 메

시지들은 대부분 뉴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집행되었으며,

학자들도 이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왔다. 하지만 기업의

위기관리 메시지가 논의되고 의견이 교환되는 장소는

애석하게도 SNS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전략

메시지가 소통되는 미디어의 형태를 고려한 표현전략

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 메시지 구체성

상술효과(Unpacking)는 지지이론(Support theory)에서

주로 다뤄지는 개념으로, 이는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이

그 사건을 풀어서 묘사해주고 개별적으로 평가될 때 더

욱더 확률적 판단이 쉽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시 말해

주관적인 확률 판단은 그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따라달라질수있으며사건그자체보다중요하다[9]. 그

리고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면 소비자가 구성 요소를 떠

올리고이해하기쉽도록유도[10]할 수있고, 해당사건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가

능하여 해당 카테고리 및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숙고하게

만든다[11]. 이러한 소비자의 심리상태를 반영하여 소비

자에게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를 구상하기 위해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251-256, May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53 -

광고 제작자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3. 정보추구 커뮤니케이션 행동

SNS라는 매체가 이토록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의 소수 의견제시자(예: 기자, PD,

정치인 등) 구조가 아닌 누구나 의견제시라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행동이

누구나 가능해진 것이다. SNS 메시지 효과를 논의하는

연구들에서 최근 주목하고 있는 변인은 메시지 평가와

더불어 바로 정보추구 행동(예: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

기 등)이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을 크게

정보선택, 정보획득, 정보전파로 범주화하고 있다[12].

정보선택은 어떠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인식)이며, 정보획득은 넓게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수

집활동이고, 마지막으로 정보전파는 공유하기 혹은 적극

적으로 소문내기(word-of-mouth) 등의 행동이다.

4.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메시지 구체성

앞서 논의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와의 소

통을통해위기를맞은기업에대한적대감을감소시키고,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관리 커

뮤니케이션 전략은 조직이 발표하는 뉴스 메시지에 대해

공중이진실하게느끼도록만드는것, 그리고그메시지에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 나아가 메시지의 전략이 적절하다

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 등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관련 연구결과들을 보면, 다수의 연구들이 조직의 책

임성이 높은 경우 수용적인 전략을 사용할 때 방어적인

전략보다 메시지에 대한 평가(진실성, 신뢰성, 적절성)

와 정보추구 행동의도(정보선택, 정보획득, 정보전파)에

서 더욱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위기상황(분유제품 이슈)에서도 수

용하기 전략이 방어하기 전략보다 위기관리 효과가 높

다는 경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측정해 볼 필요성이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수용

하기 방식이 방어하기 방식보다 높은 메시지 평가(진실

성, 신뢰성, 적절성)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수용

하기 방식이 방어하기 방식보다 높은 정보추구 행도의

도(정보선택, 정보획득, 정보전파)를 나타낼 것이다.

사과하기, 재발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하기 전

략을 위기관리 메시지로 제작할 때, 그 메시지는 구체

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혹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

이나 혹은 위기의 단초가 된 조직 내 혹은 외부 인사를

공격하는 방어하기 전략을 선택할 때 보다 그 메시지를

구체성이 낮게 표현하여야 할 것인가? 기존 논의의 부

족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수용 vs.

방어)이 메시지 평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메시

지의 구체성(높음 vs. 낮음)에 의하여 조절될 것인가?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실험방법으로 2(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어적 vs 수용적) X 2(메시지의 구체성: 높은 vs 낮

은) 집단 간 요인설계(between-subject)의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부산소재 대형

대학의 일반 교양강좌에서 총 132명을 편의 표집 하였

다. 전공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일반 교양강좌를 선

택하였다. 전체 선정자 중 응답이 불성실한 12명(SNS

메시지가 방어적 이였는지 그리고 구체적 이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작검정 문제를 못 맞춘 참가자)을 제외

한 120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남자 59명, 여자

61명, 평균나이 21.04세 (SD=2.832)). 실험참가자들은

개인PC가 구비된 실험실로 초대되어 간단한 실험참가

방식에 대해 브리핑을 들은 후 배정된 PC에 앉아 네

개의 집단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실험 처치물은 가상으로 유제품 소비 후 많은 사람

들이 배탈이 나는 상황을 배경정보로 제시하고, 이 제

품을 생산한 기업의 Facebook 메시지 형태로 제작되었

다. 본 처치물 내용의 신뢰도과 타당도를 위해 저널리

즘을 전공한 교수(2인)와 홍보담당자(2인)의 검토를 거

쳐 위기관리 전략(방어, 수용) X 구체성(높음, 낮음)의

4가지 메시지를 정교화 하였다.

2. 주요변인의 조작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메시지 평가와 정보추구 커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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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행동의도이다. 메시지 평가는 김소연, 성민정

(2010)의 연구와이영한외연구자들(2012)의 연구를참고

하여 메시지 신뢰성, 진정성, 적절성을 10개의 문항을 통

해 측정하였다(7 points Likert-scale, Cronbach’s α=.851).

두 번째 정보추구 행동의도는 박나림과 성동규(2017)

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보선택, 정보획득, 정보전파를 11

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7 points Likert-scale,

Cronbach’s α=.837).

조작검증은 설문지 마지막에 ‘앞서 살펴본 회사의 입

장문은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였다’와 ‘앞서 살

펴본 회사의 입장문은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Ⅳ. 결 과

연구가설 1은 전통적인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서 방어적인 전략보다 수용적인 전략이 위기관리 메시지

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보일 것이라 설정되었다. 측정결

과를 살펴보면, 위기관리 메시지에 대한 평가는 수용 커

뮤니케이션 전략(M=3.76, SD=1.61)이 방어 커뮤니케이션

전략(M=3.07. SD=1.6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General Linear Model: F(1, 117)= 5.

429, p< .05).

연구가설 2는 SNS 소통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정보추

구 행동에 대한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방어적인 전략의

메시지보다는 수용적인 전략의 메시지가 수용자들의

SNS 정보추구 헹동에 보다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

라 예측하였다. 측정 결과, 수용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M=5.1, SD=1.41)을 사용하였을 때, 방어 커뮤니케이션

전략(M=4.38, SD=1.59)을 사용했을 때 보다 SNS 정보추

구 활동의 의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F(1, 117)= 6.586, p< .01).

연구문제 1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영향력

이 메시지의 구체성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분석 방식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어와 수용)과 SNS 메시지 구체성 수준(높은 구체성과

낮은 구체성)의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를 살펴

보기 위해 2-way ANOVA를 이용하였다.

먼저 메시지 평가에 대한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그림 1). 가장 높은 메시지평가를 보인 조건

은 수용전략에 높은 구체성(M=4.11, SD=1.7)의 경우였

다. 반대로 가장 낮은 메시지평가를 보인 조건은 방어

전략에 높은 메시지 구체성(M=2.95, SD=1.52)이였다.

이는 위기관리 전략이 메시지의 구체성에 의해 조절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높음 vs. 낮음)

간의 상호작용을 설정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와 그림

과 같이 도출되었다. 홍보효과인 메시지 평가에 대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메시지 구체성의 상호

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다(F(3, 116)

=2.972, p< .05).

표 1.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

Table 1. Value of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변수
메시지 구체성

높음 낮음

메시지

평가

위기

전략

방어
M=2.95

(SD=1.52)

M=3.12

(SD=1.76)

수용
M=4.11

(SD=1.7)

M=3.42

(SD=1.45)

행동

의도

위기

전략

방어
M=4.25

(SD=1.7)

M=4.47

(SD=1.55)

수용
M=4.92

(SD=1.39)

M=5.27

(SD=1.43)

그림 1. 메시지평가에 대한 위기전략과 구체성의 상호작용

Figure 1. Interaction effect of IVs on Message Evaluation

다음으로 SNS 정보추구에 대한 두 독립변수가 가진

영향력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측정하였다(그림 2). 먼저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추구 의도를 보이는 조건은 수용

하기 전략과 낮은 구체성의 메시지였다 (M=5.27,

SD=1.43). 흥미로운 부분은 가장 낮은 행동의도가 나타

나는 조건이 방어하기 전략과 높은 구체성이라는 결과

(M=4.25, SD=1.7)이다. 즉, 메시지 평가의 가장 낮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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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SNS상의 정보추구까지 하지않겠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F(3, 116)=2.731, p< .05).

그림 2. 행동의도에 대한 위기전략과 구체성의 상호작용

Figure 2. Interaction effect of IVs on behavior intention

Ⅴ. 결 론

모든 기업이나 조직들은 부정적 이슈에 의한 위기

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이제 SNS를

중심으로 전파, 공유되고 있어, 위기관리에 대한 새

로운 모형과 논의들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상

황적 위기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위기관리 목적의 S

NS 메시지의 제작과 집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상술하면,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 유

형은 위기대응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메

시지 구체성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를 중심으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가설검증을 통해, 예상한 바와 같이, 위기관리 메시

지에 대한 평가는 수용전략이 방어적인 전략보다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가설 1). 또한 행동의도에 대한

효과(가설 2)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부정적 이슈

에 직면한 기업들은 새로운 대상을 공격하기, 부인하

기(deny), 변명하기 등의 방어적인 전략은 정말 합당

하고 강한 근거가 없다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의문점은 단순히 방어

혹은 수용의 위기관리 메시지전략을 어떻게 더욱 정

교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추구하였다.

즉, 기존 위기관리 전략이 종속변인인 메시지 평가

와 정보추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메시지 구

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험하였다. 실증결과 커뮤

니케이션 전략 유형과 메시지 구체성 수준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상황적으로 위기관리 메시지를 수용하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집행하

는 것이 위기관리의 효용성을 가장 높일 수 있었다

(그림 1 참조). 행동의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소 상

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그림 2 참조), 낮은 구체성

과 수용하기 전략이 가장 높은 행동의도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부정적 영향력을 주안점으로 고려하는

위기관리 전략에 큰 고려사항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 볼 부분은 어떤 조건에서 가장 부

정적인 효과를 야기하여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최악

의 위기관리를 모면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일 것이다.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조건은 방어적인 전략

에 높은 구체성을 가진 위기관리 메시지를 집행할

때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방어적인 전략

을 취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명

백하게 악성 소비자의 고의적 블랙이슈,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량품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위

기관리일 것이다. 이 경우 변명하기, 정당화 등의 방

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집행할 때 구체적 원인 혹은

구체적 수치를 사용한 메시지 집행은 부정적 반감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방어하기 전

략은 구체성이 낮은 관리 메시지가 요구된다고 사료

된다.

위와 같은 검증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는 보다 효

율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획 또는 실행하

는 현업과 관련 학문 분야에 작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차후 연구에서는 SNS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SNS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개방형 SNS(e.g., 페

이스북, 트위터 등)와 폐쇄형 SNS(e.g., 카카오톡 등)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13]. 방어 혹은 수용전략이

폐쇄형 혹은 개방형에서 다른 효과를 야기할지 검증

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상의 유제품 생산 기업의

위기상황을 설정하였지만, 소비자들의 위기관리 판

단은 그 기업의 평판과 명성, 위기 유형 및 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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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등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후속연구에

서는 위기상황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보완하여 효과

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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